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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미지-문장 다중 모달(multimodal) 학습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입력 이미지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생성하기 위
한 다양한 모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콘볼루션(convolution) 시각 특징 벡터를 선택적으로 순환 학습하는 조건화
LSTM(Conditional Long Short-Term Memory)과 LRCN(Long-term Recurrent Convolutional Networks)모델을참고하여학
습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 때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한 단어는 주어진 이미지의 일부 영역과 대응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만화 영상과 같이 입력 이미지들이 시간 축 상에서 문맥적 흐름을 가질 때 한 단어와 이미지의 한
영역의대응관계는문맥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가정으로조건을완화하여선행연구를확장한다. 문맥기반주의모델을
학습하기위하여선행학습으로한시간분량의비슷하지만다른영상정보에대하여수집된다수사람들의시선분포정보를

이용함으로써시각주의에대한선택적학습을가속화한다.

1 서론

다중 모달 학습은 서로 다른 통계적 성질을 가진 모달 간의 공

통된 정보를 학습한다. 이러한 각 모달의 통계적 차이로 인해 공

통된 정보를 찾기 어렵고 공통 개념 학습을 어렵게 만든다. 선행

연구들에서는깊은학습(deep learning)을통해각모달의상위(추

상)개념을먼저학습한후공통된정보를학습하는방법을이용하

였다[1, 2, 3, 4]. 특히, 이미지-문장 다중 모달 학습에서 이미지에

포함된 여러 독립적인 객체들과 자연 언어 모델 안에서, 단어와의

관계를문법적정보나예제문장틀과같은선행지식없이자동적

으로학습하는연구의많은진보가있었다[3, 5, 6].

Xu et al.[7]의 연구에서는 이미지 안의 여러 독립 객체들과 문

장과의 관계를 자연 언어 모델 안에서 동적으로 학습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자연 언어 모델 학습에 좋은 성능 보이고 있는 순환

네트워크의 일종인 LSTM 모델에서 은닉 상태에 따라 주어진 이

미지의콘볼루션(convolution)시각특징벡터일부를공간상에서

선택적으로 취하여[8, 9], 순환 학습함으로써 주의 모델 기반 조건

화 LSTM을 구현하였다. 변분 베이지안(variational Bayesian) 방

법에서 변분 하한(variational lower bound)를 최대화하는 새로운

목적함수를정의하고,이새로운목적함수에적용가능한몬테카

를로(Monte Carlo)샘플링을이용하여비용함수의경사도를계산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통해

LSTM과신경망네트워크인주의모델을일관된방법으로동시에

학습할수있었다.

하지만기존연구는정적이미지에대한기술적문장을생성하도

록학습하기때문에,만화영상과같이시간의흐름에따라문맥이

달라질 수 있는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동일한 두

캐릭터가대화를나누는같은장면도앞에서무슨행동이나대화를

나누었지에따라문맥이달라지며해당장면에대한대사가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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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선정보를활용하는방법을도식화. A는원본이미지, B
는 A를응시한서로다른 13명의응시좌표들을십자가로표시. C
는응시좌표들을가우시안혼합모델(Gaussian Mixture Model)로
나타냈을때의확률분포를등고선표현. D는몬테카를로방법으
로샘플링할확률가중치를도식적으로표현.

다. 따라서우리는기존연구에서두가지요소를변경하여문제를

해결하고자한다. 첫번째는 LSTM의메모리벡터 c0와은닉벡터

h0를새로운이미지에따라초기화하지않고보존한다. 두번째는

주의모델 fatt을무작위파라미터로초기화하는대신한시간분량

의비슷하지만서로다른영상을본다수사람들의시선분포정보

를이용하여파라미터값을초기화함으로써선택적학습을가속화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력 이미지들이 시간에 따른 문맥적 흐름을

가질 때 한 단어와 이미지의 한 영역의 대응 관계는 문맥에 따라

달라질수있다는가정으로선행연구를확장한다. 입력이미지내

독립객체들의상호작용이문맥조건에따라달라지는것과,문장

내의단어들과의달라진상호작용도학습하고자하는것을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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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ttentional LSTM

LSTM모델은입력벡터의일부가출력되는재귀적인구조를가

진다. (t − 1) 시간에서의 출력 벡터 yt−1 ∈ RK의 선형 사영값

Eyt−1 ∈ Rm와은닉벡터 ht−1 ∈ Rn, 그리고 t시간에서의문맥

벡터 ẑt ∈ RD를입력하면 t시간에서의은닉벡터 ht를출력한다.

여기에서 y는단어를나타내는비트지시벡터(해당단어인덱스가

1이고 나머지는 0인 벡터)이고 h는 LSTM의 학습 파라미터 벡터,

ẑ은주의모델 fatt의출력값이다. LSTM모델에서정규화방법을

제안한 Zaremba et al.[10]의방법에따라 LSTM을구현하면다음

과같이표현할수있다.
it

ft

ot

gt

 =


σ

σ

σ

tanh

T


Eyt−1

ht−1

ẑt

 (1)

ct = ft � ct−1 + it � gt (2)

ht = ot � tanh(ct) (3)

E ∈ Rm×K는 단어를 나타내는 비트 지시 벡터를 실수 벡터로

선형사영한다. T ∈ R(D+m+n)×4n는 LSTM의내부파라미터행

렬이다. E와 T는 연쇄 법칙에 따라 목적 함수에 의해 역전파 알

고리즘으로학습되는파라미터행렬이다. 두개의초기값파라미

터, c0, h0는각각별도의MLP(Multi-Layer Perceptron)으로학습

하며, 두 MLP는, 채널에 대하여 a의 평균 값(∈ RD)을 구한 것을

입력으로가진다. 입력은같지만역전파된비용값이달라다른파

라미터가된다.

수식3에 따라 ht를 구한다면 다음 식을 이용하여 yt를 구할 수

있게된다.

p(yt|yt−1
1 ,a) ∝ expLo(Eyt−1 + Lhht + Lz ẑt)) (4)

여기에서 Lo ∈ RK×m, Lh ∈ Rm×n, Lz ∈ Rm×D는 모두 목

적 함수에 의해 학습되는 파라미터 행렬이다. a ∈ RL×D는 미리

학습된 콘볼루션 네트워크의 반응 값으로 L은 반응 크기(예, L =

14× 14), D는채널수이다.

fatt가 반응 벡터 ai와 은닉 벡터 ht−1를 입력으로 하는 MLP일

때, ẑt는다음과같이정의한다.

eti = fatt(ai,ht−1) (5)

αti =
exp(eti)∑L

k=1 exp(etk)
(6)

ẑt ∼ MultinoulliL({αti}) (7)

그림 2: 시선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도식화. A는 원본 이미지,
B는 A를 응시한 서로 다른 13명의 응시 좌표들을 십자가 기호로
표시. C는 응시 좌표들을 가우시안 혼합 모델(Gaussian Mixture
Model)로나타냈을때의확률분포를등고선표현. D는몬테카를
로방법으로샘플링할확률가중치를도식적으로표현.

문맥 벡터 ẑt는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학습된 fatt의 결과에 따

라 샘플링 된다. 이 때, 목적 함수 L을 로그 합 부등식을 이용,

marginal log-likelihood log p(y|a)의변분하한으로정의하고모델
의파라미터집합W로편미분하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7].

p(ẑ|a)에대하여몬테카를로샘플링(Monte Carlo sampling)방법

을사용하여근사한다.

∂L

∂W
≈ 1

N

N∑
n=1

[
∂ log p(y | ẑ,a)

∂W
+ log p(y | ẑ,a)∂ log p(ẑ | a)

∂W

]
(8)

3 Story-Aware Attentional LSTM

만화 영상과 같이 입력 이미지들이 시간 축 상에서 문맥적 흐름

을 가질 때 이러한 문맥을 보존하기 위해 이전 기억 상태와 은닉

상태를유지할필요가있다. 따라서, c0와 h0를이전이미지 Iprev

의마지막상태값 cT와 hT로초기화한다.

fatt는 콘볼루션 반응 벡터 ai를 은닉 벡터 ht−1를 통해 샘플링

하는 기제를 가진다. 은닉 벡터 ht−1에 따라 샘플링에 영향을 주

게 되지만 이것은 다시 ẑt−1에 의존적이므로 시간 문맥적 의존이

큰만화영상데이터에대한실험에서큰성능저하의원인이된다.

따라서무작위파라미터로 fatt를초기화하는대신다수사람들의시

선분포정보를이용하여파라미터값을초기화함으로써 fatt에대한

학습을가속화하고전체모델에대한효율을높이고자한다.

관측된 시선 정보에 가우시안 혼합 모델(Gaussian Mixture

Model)을 적용하여 {α̃ti}를 얻은 후, ht−1는 무작위 파라미터로

초기화하고 ai에대한 fatt를학습한다. ht−1는 fatt의상위층에서

ai의추상표현과결합하게정의하였기때문에전이학습의효과를

그렇지않은경우보다상대적으로크게얻을수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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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계획

콘볼루션 반응 값 a를 얻기 위해 Oxford VGGnet[12]의네번째

콘볼루션 층의 max-pooling 바로 전의 반응 값을 사용한다. 반응

크기는 14 × 14, 채널 수는 512 이다. 경험적으로, 일반 이미지에

대한학습후,학습된특징탐지기(feature detectors)들이충분만족

하기때문에추가적인세밀조정학습은실시하지않았다. 관찰된

시선정보에대한설명은그림 2를참고한다.

5 토론

시간적 문맥과 시각-언어 개념 학습 조건에서는 유연한 모델과

학습방법을요구한다 [13]. 몬테카를로방법을이용한주의모델

은 한 이미지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므로 적은

파라미터수로도유연한데이터적용의접점을제공한다.

본연구에서는몬테카를로방법을사용하고있는주의모델에서

관찰된사람의시선정보를이용한다. 다수사람들의시선분포는

시간에따른문맥을고려한정보이므로깊은순환네트워크모델의

빠른수렴을위한도움을준다.

6 결론

기존 연구에서는 LSTM과 MLP에 기반한 주의 모델을 단일한

정보 흐름으로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그러나이미지-문장변환만고려되어있어만화영상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맥이 달라질 수 있는 데이터에는 적합

하지않았다. 본연구에서는메타정보인사람의시선분포정보를

이용하여시간에따른문맥정보를고려할때발생할수있는계산

비용문제를풀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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